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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welve men in their twenties and employed the Zaltman

Metaphor Elicitation Technique (ZMET) to identify the ideal self-image and fantasy of men wearing make-

up.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deal self-images of men wearing makeup can be divided into 7

images (well-managed, dissimilar from real identity, masculine, neat, stylish, standing out, and formal). Men

who wear makeup pursued an alternative decent image that is different from their reality. They want to be

manly, attractive, decorous, and eye-catching through a better looking face. Second, men who wear makeup

have insecurities about their looks and personalities that creates dissatisfaction with reality and a desire for

a different idealistic self. Makeup was the tool to create the other entity. Makeup facilitated a fantasy of be-

coming another to gain increased confidence in social relationships. However, without makeup, they sho-

wed a lack of confidence and became intimidated that made them even further dependent on makeup. Third,

the process helped participants complete a consensus map that represented the emotional and reasoning struc-

tures of men wearing makeup. This study showed 7 ideal self-images of men wearing makeup with a fantasy

to create a desired ideal self by wearing makeup. The study can be applied to marketing strategy for men's

cosmetics and plates' designs.

Key words: Men wearing makeup, Zaltman Metaphor Elicitation Technique (ZMET), Ideal self, Fantasy,

Consensus map; 화장하는 남성, Zaltman의 은유유도기법, 이상적 자아, 환상, 공유개념도

I. 서 론

최근 주변에서 화장한 남성들과 자주 마주치게 된다.

그들은 BB크림을 발라 피부가 화사하고 입술도 발그레

하다. 그동안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화장에 대

한 남성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유행에 민감한 10~

20대 남성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남성들 사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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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나 화장, 주름제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0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남성이 외모와 건

강관리에 사용하는 시간은 보통 하루 1시간 18분으로,

2004년의 59분보다 19분 늘어나 그 증가폭이 여성보다

더 컸다(Jung et al., 2013). 화장하는 남성이 증가하면서

남성 화장품 시장도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화장품 업계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 6,620억 원 규모

였던 국내 남성 화장품 시장이 2015년에는 1조 2,000억

원 수준으로 6년간 두 배로 성장하였다(Ham, 2016).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남성 화장품 시장의 평균

성장률은 15%로 전체 화장품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인

3.7%의 4배를 뛰어넘는다(Chung & Kwak, 2011). 남성

화장품 시장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

하고 있는데, 과거 스킨과 로션에 국한되었던 남성 화장

품이 미백화장품,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성 화

장품과 BB크림, 컨실러, 아이라이너, 파운데이션 등 색

조화장품으로 확대되고 남성 전용으로 세분화되고 전문

화되어 출시되고 있다(E. Park, 2013).

Hong et al.(2007b)에 의하면 남성의 화장품 및 외모에

대한 관심증가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지위상승으로 남

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과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

고 있는데 기인한다.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섬세하고 감

각적인 여성성을 지닌 남성이라는 새로운 남성상이 부

상하게 된 것이다.

남성 화장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연구도 증가하

였는데, 우선 시장의 요구에 따라 주로 남성들의 화장품

구매 및 소비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다(Hong et al., 2007a,

2007b; Jung et al., 2013; E. Park, 2013). 그중에서 시장

세분화 변수를 도입하여 기준 변수에 따른 세분시장의

구매 및 소비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라이프스타일

(Hong, 2007), 유행선도력(E. Park, 2013), 그리고 인구통

계적 변수(Hong et. al., 2007a)를 기준으로 한 연구들이

각각 그것이다. 그 외 구매의사결정 관련 연구(Choi,

2010; Han & Jeong, 2012; Hong et al., 2007a), 남성 화장

품 광고를 분석한 연구(Chung & Kwak, 2011; Park &

Park, 2003, 2004), 남성 화장품 용기 디자인에 관한 연

구(H. K. Park, 2013) 등이 수행되었다.

덴마크 미래학자 젠슨(Jensen)은 정보화 시대가 무르

익게 되면 소비자에게 꿈과 감성을 제공하는 것이 상품

이나 서비스의 차별화의 핵심이 되고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가 도래한

다고 하였다(Lee & Lee, 2011). 지라드(Girard)는 소비자

의 욕망(Desire)은 현실의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여 자기

를 초월한 이상적인 자아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라고 하

였고(Lee & Kim, 2010), Belk et al.(2003)은 욕망이라는

것은 ‘이상적 자아’를 마음속에서 그리는 것이라고 하

였다. 이상적 자아와 실제 자아와의 간격이 큰 사람들은

불안과 자기 불신 등을 경험하는데 현대 소비사회에서

상품은 이상적 자아와 실제 자아 간의 간격을 메워줄 수

있다고 소비자를 설득한다(Park, 2006). 이 설득이 성공

하기 위해서는 ‘이상적 상황에 대한 욕망’과 이러한 상

황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희망’, 이 둘을 부추겨

소비자의 소비욕구와 환상(Fantasy)을 지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Belk et al., 2003). 우리나라 남성 화장품 시장

이 계속 성장하고 세계시장을 향해 도약하기 위해서는

화장하는 남성들의 화장 욕구를 지속시키고 확장시키

는 전략이 필요한데, 화장하는 남성들이 화장 행동을 통

해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

과 이상적 자아는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Zaltman의 은유유도기법(Zaltman Metaphor

Elicitation Technique; ZMET)이라는 심층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여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화장하는 남성들의 이

상적 자아와 화장에 대한 환상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

한 연구는 남성들의 ‘화장’과 관련된 복잡하고 추상적

인 생각과 감정, 무의식 속에 내재된 화장 동기 및 욕구

를 파악하여 광고, 점포설비, 제품개발, 화장품 용기 디

자인 등 남성 화장품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화장하는 남성의 등장

화장하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피부관리를 받고

색조화장을 하고 성형수술을 하는 등 자신들의 외모를

가꾸는 일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에는 남성들이 화장이나 외모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남자답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

인 남성상과 여성상에 대한 구별이 약해지고 새로운 남

성상이 등장하면서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많

이 바뀌게 되었다.

과거의 남성이 권력과 지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

았다면 최근에는 자신의 미적 가치에 큰 비중을 두고 자

신의 외모를 가꾸는 데에서 정체성을 찾는 새로운 남성

들이 등장하였다(H. K. Park, 2013). 메트로섹슈얼(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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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xual), 위버섹슈얼(Übersexual), 크로스섹슈얼(Cross-

sexual), 엠니스(M-ness) 등의 신조어들이 등장하기도 하

였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화장하는 남자를 뜻하

는 ‘그루밍(Grooming) 족’이다(H. K. Park, 2013).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

의 향상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인

식이 변화하게 된 데 기인한다(Hong et al., 2007b). 그리

하여 여성에게는 남성적 특성이 그리고 남성에게는 여

성적 특성이 강화되어 한 개인 안에 남성적 특성과 여성

적 특성이 함께 공존하게 되었다(Hong et al., 2007b).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21세기 들어 사회 전반

에 나타나고 있는 융합 또는 컨버전스(Convergence) 현

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H. K. Park, 2013). 칼 융(Carl

Gustave Jung)에 의하면 남성의 무의식 속에는 여성적

원형이 존재하고, 여성의 무의식 속에는 남성적 원형이

존재하는데 ‘화장하는 남성’은 남성 속에 억압되어 있

는 여성성이 인격 속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

상이라는 것이다(H. K. Park, 2013). 남성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소유함으로써 요구되는 상황에 맞게

양쪽성에 대해 반응을 하게 되는데, 남성의 화장은 섬

세하고 감각적인 여성성을 가진 남성이라는 21세기의

새로운 남성상에 대한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Hong et al.(2007b)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의 여

성성이 높을수록 화장품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

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화장하는 남성’이 성 역할 정체

성의 변화와 관련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E. Park(2013)는 유행선도집단의 남성이 유행추종집

단이나 유행지체집단의 남성에 비해 색조화장품 사용

비율이 유의하게 높음을 보였다. 또한 Han and Jeong

(2012)은 남성 화장품에 관한 태도에 미디어와 대인 커

뮤니케이션이 영향을 미침을 밝혔는데 이 두 연구 모두

최근의 남성 화장 행동이 사회적 유행현상과 관련됨을

시사해 준다. Choi(2010)는 남자 대학생 203명을 대상으

로 화장 행동을 조사하였는데 남자 대학생의 15.3%가

BB크림을 사용하고 9.7%가 컨실러를 사용한다고 응답

하였으며 파운데이션과 아이라이너를 사용한다는 응답

자도 각각 2.8%, 2.3%로 나타났다. 혁신자와 초기채택자

가 각각 전체 소비자의 2.5%, 13.5%임을 고려하면 BB

크림의 경우 혁신자를 넘어 초기채택자 대부분이 채택

하고 있으며 파운데이션과 아이라이너의 경우는 혁신자

집단이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Yoo and Jung(2002)

은 남성들이 치장을 하는 동기를 조사하였는데, “일상에

서의 탈출”, “자유스러움”, “자신감을 얻기 위함”, “변화

에 대한 포용력”, “새로운 느낌”, “트렌드의 추구”, “이성

에 대한 어필”, “동류의식의 표현”, “독특함의 표현(튀고

싶어 함)”, “직업상의 이유(패션 관련 직업)” 등이 있었다.

자신을 표현하고 또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타인의

승인을 받는 것 등이 남성 치장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2. 소비와 이상적 자아 그리고 환상

소비욕망은 특정 소비 대상을 향한 열망으로 정의되

어진다(Belk, 1986; Park et al., 2013). Lee and Kim(2010)

에 의하면 소비욕망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 투사되

어 있으며, 소비물을 통해 결핍을 해소하거나 쾌락을 추

구하는 특성을 가진다. Belk et al.(2003)은 욕망은 그 속

에 ‘사회적 관계’,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특별한 반응’,

‘자신과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갈망

이 내재해 있는데, 욕망이라는 것은 변형된 자아 그리

고 ‘이상적 자아’를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라드도 사람이 무엇인가를 욕망한다는 것은 지금의

자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여 현실의 자기를 초월하는

이상적인 자신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라고 하였다(Lee

& Kim, 2010). 욕망이론의 대가 자크 라캉(Jacques La-

can)은 욕망은 빈 구멍처럼 ‘결여된 실재’ 때문에 생기는

데, 욕망은 결여된 것을 메우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근본

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것이며 대체물에서 다른 대체물

로 옮겨갈 뿐이라고 하였다(Seo, 2011).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으며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고 한다. 소비욕망은 소비행위를 통해 사회적 관계

에서 타인의 승인을 얻으며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나

아가 이를 유지하고 고양시키려는 욕망이다. Lee and

Kim(2007)은 사치품에 대한 소비욕망이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모방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혔

다. 사람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실제 자아와 자신

이 지향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관념인 이상적 자아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 자아와 이상적 자아 간에

간격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간격이 크다(Gough et al., 1983). Gough et al.(1983)은 실

제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간격이 큰 사람은 불안하고

자신을 불신하며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현대 사회의 각종 미디어는 소비를 통해 실제 자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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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 자아 간의 간격을 줄일 수 있다고 소비자를 설득

하고 훈련시킨다(Park, 2006). 미디어의 광고는 현실을

과장하고 변형하고 재구성하여, 이상화하는 특징을 가지

는데(Sung et al., 2007), 극소수의 사회 구성원만이 도달

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상류층의 삶의 모습을 묘사하거

나, 또는 전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이상화

된 단편적인 부분만을 편집된 상태로 더욱 완벽하고 생

생하게 표현함으로써 이상화한다(Hall, 1977). 광고의 이

상화는 사람들이 가지는 자아 성장 동기에 기인한다. 사

람들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넘어서 더 성장하려는 동기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보다 나은 상황에 처한 사

람들이 등장하는 이상적인 광고를 선호한다(Sung et al.,

2007). 일상 속에서 이상화된 광고 이미지를 많은 시간 접

촉하는 소비자는 광고를 통해 상품이 약속하는 상징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된다(Lee & Kim, 2007). 실제 Chan

(2006)의 연구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유명상표제품의 소

유를 행복, 우정, 자존감 등과 관련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크 라캉에 의하면 욕망은 어떤 ‘실재물’을 제공

해서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망하는 대체물

로 채워지는데 이러한 상태를 환상(Fantasme)이라고 하

였다(Seo, 2011). 환상은 소비자의 욕망을 지탱해주는 것

이 된다(Seo, 2011). 결국 환상이란 소비자 자신이 일으

킨 자기 의식에서의 변화로, 결핍을 보상하기 위한 혹

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 된다(Lynn &

Rhue, 1988). 소비자의 환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실

과 이상적 상황 그리고 실현가능성과의 거리가 중요하

다(Belk et al., 2003). 소비자가 광고에서 묘사된 이상적

상황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게 되면 소비

자는 좌절과 괴리감을 경험한다(Sung et al., 2007). ‘이상

적 상황’과 이러한 상황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희

망(Hope)’은 기대를 부추겨 소비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

망을 지속시키는 것이다(Belk et al., 2003).

3. ZMET(Zaltman Metaphor Elicitation Techni-

que)

ZMET는 뇌신경학, 신경생물학, 인지심리학, 정신분

석학 등의 학문분야의 성과를 마케팅 방법론에 적용한

것으로, 소비자의 무의식 속에 내재된 욕구를 시각적 이

미지를 통해 은유(Metaphor)로 유도하여 보다 자세히 파

악하는 심층면접방법이다(Zaltman, 2003/2004). Zaltm-

an and Coulter(1995)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고는 대부분

이미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의

80%가 비언어적이며, 소비자 인지의 95%가 무의식적

인 상태에서 발생하고 의식적인 상태에서는 5%만이 이

루어진다. 따라서 기존의 소비자의 의식적인 사고와 언

어적 표현에 초점을 맞추는 조사방법으로는 소비자들의

복잡하고 추상적인 생각이나 감정, 무의식적인 동기들

을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ZMET는 조사대상자들로

하여금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를 수집하게 하고 그 이미

지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는 과정에서 은유를 유도하여

소비자의 심층적 내면세계를 파악한다. 은유는 언어로

표현되는 것 이상의 소비자 인지과정을 밝혀주기 때문

에 소비자의 이성적 사고나 감정적 느낌 등 언어가 놓

칠 수 있는 중요한 심층세계를 표면화시킬 수 있다(Zalt-

man, 2003/2004). 심층면접 후에는 조사내용을 토대로

주제에 관한 개념들을 추출하고 그 개념들 간의 연관성

을 밝혀 공유개념도(Consensus map)를 작성하는데 공유

개념도는 주제에 관해 조사대상자들이 주제에 관해 공

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와 감정구조를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여준다(Chung, 2004). 공유개념도는 소비자에

게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효과적인 광고 및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되어진다. Cyr et al.

(2001)는 라이트 맥주와 고객경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Lee et al.(2003)은 3G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채택

하는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밝히고자 이 방법을 사용하

였다. 국내 연구로 Yoon(2009)은 ‘커피빈’ 브랜드를 대

상으로 연상 이미지가 브랜드 태도형성에 미치는 역할

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감각은 시

각으로 나타났고 미각, 후각, 청각, 촉각의 순서로 나타

났다. Kim et al.(2008)는 ZMET를 활용한 공유개념도를

도출하여 노트북 컴퓨터의 정보처리기능과 휴대성을 겸

비한 기기인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에 대한 인

식을 알아보았다. PDA는 기능적, 정서적, 디자인 측면

으로 분류되었으며 각각 비서, 강아지, 액세서리로 개념

화되었다. Kim et al.(2007)는 어린이용 영어 교육 웹사

이트와 관련된 학부모의 어린이 영어 학습에 관한 잠재

욕구를 알아보았는데 웹사이트 기획에서 멀티미디어 요

소를 이용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소개나 실시간 대화

프로그램 삽입을 원한다는 정보를 얻었다. Kim and Kim

(2010)은 담배 흡연과 관련된 소비자의 공유개념도를 도

출하여 담배는 흡연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적 측면 이상

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이 ZMET는 소비자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

이상의 상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태도, 소비자의 잠재욕

구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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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연구에서는 ZMET를 사용하여 화장하는 남성들

의 심층적 내면세계를 표면화시켜 이들의 이상적 자아

와 환상을 밝히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ZMET를 사용하여 화장하는 남성들의 욕

망을 그들의 이상적 자아와 환상을 탐색함으로써 파악

하고 이를 공유개념도로 나타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화장하는 남성의 일반적 현황을 알아본

다.

연구문제 2. 화장하는 남성의 이상적 자아를 알아본

다.

연구문제 3. 화장하는 남성의 환상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4. 화장하는 남성의 이상적 자아와 환상을

포함한 공유개념도를 밝힌다.

2. 자료수집

남성 화장 관련 파워블로거와 접촉하여 연구참여자

모집 안내문을 게재하게 하여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고

또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안내

문을 보고 연구자에게 연락을 해온 참여자에게 인터뷰

시작 전에 ‘화장하는 남성’과 관련된 8~10개 이미지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였다.

또한 대략적인 면담내용을 미리 알려주어 면담대상자

가 면담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곳으로 정했고 주로 연구참여자가 거

주하는 지역의 토즈(Toz)에서 이루어졌다. 2015년 12월

31일~2016년 1월 11일까지 연구자가 면접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면담하였다. 면담에 걸린 시간은 45분에서 1시간

20분으로 평균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기록하고 녹음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참여자에

게 친숙한 언어로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은 새로운 면담자를 면담해도 더 이상 새로운 정보

가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 종료되었고 참여자에게 면담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20대 대학생 총 12명을 면담

하였는데, Griffin and Hauser(1993)의 연구결과에 의거

하여 이 정도의 인원이면 결과의 일반화는 문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3. ZMET 진행절차 및 자료분석

ZMET 실행단계에서 먼저 연구참여자가 가져온 이

미지 각각에 대해 그 이미지가 화장하는 남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야기하게 하였다(스토리텔링). 이때 사다

리(Laddering) 기법을 이용하여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계속해서 질문하여 상위의 개념을 찾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연구참여자가 가져온 원석, 다리숱 제거기, 면도용

품 이미지는 ‘다듬는’ 것과 관련이 있었고, ‘다듬는’ 것

은 결국 자신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냈

다. 두 번째 단계로, 본인이 가지고 오지는 못했지만 ‘화

장하는 남성’과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이미지에 대해

묘사하게 하였다(누락된 이미지). 누락된 이미지로는 ‘비

즈니스맨’, ‘젠틀맨’ 등이 언급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는 참여자로 하여금 가져온 이미지 중에서 세 개의 이

미지를 무작위로 선택하게 하여 유사한 것 두 개를 묶

게 하고 그것이 어떻게 유사한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다른 지를 설명하게 하여 참여자들이 유사하게

혹은 다르게 분류하는 기준을 파악하였다(유사한 이미

지). 네 번째 단계로, ‘화장하는 남성’과 상반되는 이미

지에 대해 묘사하게 하여 상반된 이미지를 통해 이들의

‘화장하는 남성’에 대한 이미지를 유추하였다(상반된 이

미지).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화장하는 남성’에 대해 색

깔, 향, 맛, 소리, 촉각으로 표현하게 하였다(감각 이미지).

예를 들어 ‘화장하는 남성을 색깔로 표현하면 무슨 색

일까요?’라고 질문하였을 때 참여자들은 하늘색, 연두

색, 보라색 등 환하고 중성적인 색을 많이 언급하였다.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가져온 이미지

중에서 ‘화장하는 남성’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대표 이미지를 선정하게 하였다(대표 이미지). 마지막으

로 연구참여자가 가져온 이미지를 합성하여 연구참여자

들의 화장하는 남성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요약하도록

하였다. 잘트만(Zaltman)은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여 이

미지를 합성하도록 하였지만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가져

온 이미지를 가위로 오려서 대표 이미지로 선정된 이미

지에 붙이는 콜라주 방식으로 합성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

였다(합성 이미지).

녹음한 자료는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필사하

였고 필사된 스크립트를 보면서 참여자 개인별 개념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개념들은 더욱 추상적인 상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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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전시켰다. 예를 들어 ‘양주’라는 구체적인 사물

을 나타내는 개념을 ‘고급스러운’이라는 추상적인 상위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고급스러운’이라는 개념

은 ‘준비된’, ‘신사 같은’ 개념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격

식있는’이라는 상위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이런 식으로

구성개념을 도출하고 구성개념을 연결하여 연구참여자

집단이 ‘화장하는 남성’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보여주는 공유개념도를 완성하였다. 이 때 참여

자 2명 이상이 공유한 개념을 추출하여 연결하였다.

4. 참여자 특성

참여자는 모두 20대 대학생으로 20~23세 4명, 24~

26세 5명, 27~29세 3명이었다. 이들은 서울, 경기 및 대

전에 거주하였고 화장 기간은 1년에서 10년 이상까지

다양하였다. 화장 정도는 BB크림만 바르는 기초적인

것부터 눈화장, 입술화장까지 포함하는 전체 화장까지

다양하였다. 참여자의 특이사항으로는 화장 붓을 20개

가지고 있는 참여자, 화장을 못했을 때 쓰는 마스크가

10개인 참여자, 미용학원을 다니며 화장하는 법을 배운

참여자, 홍대 앞에서 무대공연을 하는 참여자 등이 있

었다.

IV. 연구결과

1. 화장하는 남성들의 일반적인 현황

화장하는 남성의 이상적 자아와 환상을 밝히기에 앞

서 화장하는 남성들의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자 한다. 화장하는 남성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고 특히

질적 연구는 매우 드물어 화장 계기, 화장 정도 등에 대

한 자료는 이들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1) 화장을 시작하게 된 계기

화장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83%의 참여자가 피부트

러블을 언급하였다. 피부트러블을 가리고자 BB크림을

바르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피부트러블 언급과 중복

을 포함하여 42%의 참여자는 어머니나 누나, 여자 친구

등 주변에 있는 여성의 권유로 시도하게 되었다고 하였

다. 그 외 군대에서 뷰티 관련 프로그램을 보고 따라하

게 되었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예전에는 여드름이 진짜 많았어요. 그게 콤플렉스가 되게 심

했어요. 마주보고 대화를 해도 거기만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있었어요. 말할 때도 눈도 못 마주치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

랬었는데...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로도 이게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맨 처음에 에뛰드하우스라고

거기서 모공 가려주는 메이크업 베이스였어요. 그걸 한 번 써보니

까 되게 좋은 거예요. 레이저 시술로도 안되는 게... 되게 신기하

다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써 보다가...” (H 참여자)

“고등학교 3학년 때 피부가 안 좋았어요. 흉터가 났는데 엄마

가 저한테 ‘너 피부 너무 안 좋다’고 누나 꺼 한 번 발라보라고...

발랐는데 좋아보이는 거예요.” (K 참여자)

“남자 전문 뷰티 관련 프로가 있었는데... 군대 있을 때 했는데

... 나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미디어 영향을...” (B 참여자)

Table 1. ZMET procedure

Preparation stage Asked participants to collect 8-10 images that represented thoughts and feelings about men wearing makeup.

Performance stage

Step 1: Related image

· Talk about each image

Step 2: Missed image

· Talk about a pertinent images that he had been unable to collect

Step 3: Similar image

· Randomly selected three pictures from participants and talked about how any of the two of the pictures

were similar to each other and different from the third

Step 3: Dissimilar image

· Talk about what images convey the opposite image of “men wearing makeup”

Step 4: Sensory image

· Talk about sensory images (sight, hearing, touch, smell, and taste) of “men wearing makeup”

Step 5: Represented image

· Select the picture that best represented “men wearing makeup”

Step 6: Summarized image

· Create his summary image of “men wearing makeup”

Analysis stage Elicited constructs → Connected the elicited constructs → The result is a consensus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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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성들의 화장 정도

남성 화장은 피부트러블이나 여드름 자국을 가리거나

울긋불긋한 피부톤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 BB크림을 바

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컨

실러를 사용하거나 하이라이트를 사용해서 피부를 좀

더 깨끗하게 보이도록 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피부 외

남성들이 가장 먼저 관리를 하는 부분은 눈썹으로 나타

났다. 미용실에서 눈썹을 다듬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

브로우 펜슬이나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눈썹의 색을 칠

하거나 아이섀도를 사용해서 눈화장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참여자 중에는 파우더, 아이섀도, 마스카라 등을

사용하여 화장술이 아주 뛰어난 여성에 못지않은 화장

기술을 가진 남성도 있었다.

“남자한테 화장은 정리나 깔끔함이나 다듬는다는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깔끔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피부톤을 정리한다거

나 딱 거기까지.” (I 참여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눈썹인데... 화장하는 남자

분들이 제일 공통적으로 하는 거는 눈썹이 포함될 거니까.” (B 참

여자)

“화장을 다 브러시로 하는 편이에요. 눈썹도 여러 가지 써요.

대개 파우더형 쓰고 아이섀도도 쓰기도 하고... 오늘은 회색으로

칠했는데 갈색으로 칠할 때도 있거든요. 그 때는 마스카라로 털

색깔을 바꿔요. 여기 눈꼬리 부분 살짝 갈색으로 음영주고 그리고

Table 2. Interviewee characteristics

Age Residence
Period of

makeup
Cosmetics types of makeup Job Others

A Mid-20s Guri 1 year
BB cream & foundation, concealer,

highlight, eyebrow makeup

Undergraduate student

working as a cosmetic

brand supporter

B Mid-20s Pyeongtaek  2 years
BB cream & foundation, concealer,

highlight, eyebrow makeup

Undergraduate student

working as a cosmetic

brand supporter

Learned makeup skills

in a beauty school for

four months

C Late 20s Seoul 10 years BB cream or foundation

Undergraduate student

working as a cosmetic

brand supporter

D Mid-20s Daejeon 7 years BB cream Undergraduate student
Graduated from

an arts high school

E Late 20s Suwon 6 years
BB cream & foundation, concealer,

highlight, eyebrow makeup, tint

Undergraduate student

working as a cosmetic

brand supporter

Has 10 face masks for

wearing when without 

makeup

F Early 20s Seoul 1 year

BB cream or foundation, concealer,

highlight, eyebrow makeup,

eye makeup

Undergraduate student

stage performer

G Early 20s Daejeon 3 years BB cream, eyebrow makeup Undergraduate student

H Late 20s Seoul 8 years

foundation & powder, concealer,

highlight, eyebrow makeup,

eye makeup, tint

Undergraduate student

working as a cosmetic

brand supporter

Has 20 brushes for

cosmetics as well as a

collection of cosmetics

I Early 20s Ansan 2-3 years BB cream

Attending art college,

working as cosmetic

brand supporter

J Early 20s Incheon
Over

10 years

BB cream, foundation, powder

concealer, highlight, eyebrow

makeup, eye makeup, lip makeup

Undergraduate student
Likes vampire-looking

makeup

K Mid-20s Incheon 4-5 years BB cream Undergraduate student

Washes white clothes

by himself with

oxygenated water

L Mid-20s Siheung 2-3years BB cream Undergraduate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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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밑에 얇은 브러시로 갈색으로 그림자를 줬어요.” (H 참여자)

3) 더 해보고 싶은 화장 영역

‘앞으로 더 해보고 싶은 화장 영역에는 어떤 것이 있는

가’라는 질문에 33%가 ‘눈썹화장’, 25%는 ‘음영화장’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입술화장’ 17%, ‘눈화장’ 8%, ‘더 하

고 싶은 화장이 없다’라는 응답이 17%이었다. 참여자들

은 BB크림을 바르는 다음 단계가 눈썹화장이라고 하였

는데, BB크림을 바르는 남성들이 실제 눈썹화장도 많

이 하고 있다고 하였다.

“파운데이션 다음 단계가 뭐냐면 눈썹이거든요. 눈썹 그리는

걸 샀는데 되게 어색하더라구요.” (C 참여자)

“쉐딩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썼는데 어떤 친구를 만남으로

써 음영화장에 눈을 뜨게 돼서 쉐딩을 많이 하는 쪽으로... 쉐딩을

제 것으로 더 자연스럽게 발전시키고 싶어요.” (J 참여자)

2. 화장하는 남성의 이상적 자아

화장하는 남성의 이상적 자아는 ‘관리하는’, ‘자신과 다

른’, ‘남성적인’, ‘깔끔한’, ‘돋보이는’, ‘멋부리는’, ‘격식

있는’ 이미지로 나타났다. 이상적 자아를 통해 본 화장

하는 남성은 H. K. Park(2013)의 연구에서처럼 자신의

미적 가치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자신의 외모를 가꾸

는 데 열심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현실적인 모습과는 다

른, 결점을 가린 완벽한 모습을 추구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자신을 관리하고 꾸며서 깔끔하고 격식있고 돋보

이고 싶어 하였다. 이들은 Hong et al.(2007b)의 연구에

서처럼 여성성이 높은 경향이 있었는데 이들이 추구하

는 이상적인 이미지는 여성적인 현재의 자신과는 다른

‘남성다운’ 모습이었다. 또한 화장하는 남성의 패션에

민감한 ‘멋부리는’ 이미지는 남성의 화장 행동이 유행

현상과 관련된다는 E. Park(2013), Han and Jeong(2012)

의 연구와 일관성이 있다.

1) 이상적 자아

(1) ‘관리하는’ 이미지

연구참여자의 83%가 이 이미지를 언급하였다. ‘관리

하는’ 이미지로 정돈하고 다듬고 가꾸는 과정이 언급되

었는데, 하얀 피부, 정돈된 눈썹, 정돈된 머리, 면도, 정

리된 다리털 등의 이미지와 연결되었다. 또한 비즈니스

맨, 신입사원 및 서비스업 종사자도 관리하는 이미지와

연결되었다. ‘관리하는’ 이미지는 H. K. Park(2013)의 연

구에서처럼 자신의 미적 가치에 큰 비중을 두고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데 열심인 남성상과 일치한다.

“피부가 하얀... 눈썹도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잖아요. 머리도 깔

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화장하는 남자 하면 이런 이미지를...”

(E 참여자)

“민 다리와 안 민 다리 뭐가 더 보기 좋냐 했을 때 저 같은 경

우는 민 다리가 보기 좋은데... 화장이라는 거는 가꾸는 만큼 좋아

진다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C 참여자)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회사를 시작하고 그러다 보

니까 외적인 면모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호텔에서도

일을 해봤었는데 남자들이 비비는 다 발라요 진짜 서비스업에서

화장은 거의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F 참여자)

(2) ‘자신과 다른’ 이미지

참여자의 58%가 언급하였는데, 이들은 화장을 통해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콤플렉스를 가려 원래 모습과는

다른 보다 완벽해진 모습을 추구하였다. ‘자신과 다른’

모습은 가면, 분위기 전환, 자신을 감춤, 프로패셔널한,

쎄 보이는 이미지 등과 연결되어 있었다.

“점이 하나도 없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점을 다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했을 때 나름대

로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모습들이...” (E 참여자)

“잘 생겨지고 싶은 욕구 같은 게... (화장을 해서 잘생겨지면)

프로패셔널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K 참여자)

“자기의 본 모습을 가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면이라는 이미

지가 떠올랐어요. 조금은 자신의 모습을 가리고 남의 시선을 신경

써 가지고 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지

고...” (L 참여자)

“옷이나 스타일링으로나 그런 것에서도 변하기가 힘든 것을

도와주는... 아 분위기를 바꿔주는 역할... 공연화장 같은 걸 하다

보면 좀 스모키나 그런 거 하면 아무래도 달라 보이죠. 화장으로

충분히 달라 보이죠.” (F 참여자)

“제가 판타지를 좋아해 가지고 뱀파이어. 약간 얼굴도 하얗게

보이려고 하고 음영을 더 줘서 윤곽선(을) 나타내고 눈에 딱 포인

트를 줘서... 남들한테 보이기는 좀 쎄 보일 수도 있고... 저를 감출

수도 있고...” (J 참여자)

(3) ‘남성적인’ 이미지

참여자의 50%가 ‘남성적인’ 이미지를 언급하였다. 남

성 화장은 남성의 미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자신들의

남성답지 못한 모습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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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화장 만족도가 높은 남성일수록 여성성이 높다는

Hong et al.(2007b)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

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자아 이미지는 여성적인 현재의

자신과는 다른 남성적인 모습이었다. 한 참여자는 남성

화장품 광고 모델이 상남자 이미지여서 기존의 화장하

는 남성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 이미지는 남성적인, 강한 인상, 여성적인 성

격 보완, 색조 배제, 상남자 등과 연결되었다.

“남자들이 화장을 한다고 해서 여성스러운 걸 원해서 화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남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좀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H 참여자)

“현대 사회에서 주된 (남성) 화장의 목표는 메트로섹슈얼보다

는 남성 본연의 이미지를 좀 더 절제해서 깎아서 보여주는 것 같

아서...” (F 참여자)

“남성 (화장) 같은 경우는 되게 진하면서도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을 보여주는... 색조화장을 덜하고 깔끔하게 강한 인상을 주

고 싶어서...” (A 참여자)

“상남자 같은 느낌. 상남자도 바르면 좋다 좀 이런 거를 (광고

를 했으면)...” (C 참여자)

(4) ‘깔끔한’ 이미지

참여자의 50%가 ‘깔끔한’ 이미지를 이상적인 이미지

로 언급하였다. 대부분의 남성 화장이 피부트러블에 대

한 고민에서 시작된 만큼 트러블이나 흉터가 가려진 깔

끔한 피부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이러한 깔끔함이 화장

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타고난 피부에 기인한 것처럼

비춰지기 원하였다. 깔끔한 이미지는 피부가 좋은, 단정

하고 정돈된 느낌, 신사의 이미지, 색조가 배제된 흑백

사진, 뚜렷한 대비 등과 연결되어 있었다.

“여자는 예뻐 보이거나 화려해 보이기 위해 하는 거라면 남자

의 가장 좋은 이미지는 깔끔해 보이는 거. 화장한 것 같지 않고 원

래 피부가 좋은...” (I 참여자)

“흑백사진은 색상의 대비가 뚜렷하잖아요. 남성 같은 경우는

색조화장을 덜 하고 워낙 깔끔하게 강한 인상을 주고 싶어서 사

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A 참여자)

“깔끔하고 단정하고 신사다운 그런 느낌...” (E 참여자)

(5) ‘돋보이는’ 이미지

참여자의 50%가 이 이미지를 언급하였다. 남성 화장

은 무대 위에 있는 배우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것과 같다고 언급하였으며 발표를 맡을 때 등 자신이

주인공일 때 화장을 한다고 하였다. 이 이미지는 무대

조명, 스포트라이트, 주인공, 발표, 시선이 가는, 눈에 띄

는, 뽀얀 피부와 연관이 되었다.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것 중 하나가 화장이라고 생각해요. 여

성들이야 원래부터 해오던 거지만 남자 분들이 (화장을) 할 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우를 비추

는 스포트라이트처럼 하이라이트 조명을 생각해 봤어요.” (A 참

여자)

“주인공일 때 어딜 가서 주목받을 때 그럴 때 화장을... 자신감

이 있어야 될 때... (화장을) 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도 생기는 건

데 자신감이 필요할 때 화장을...” (K 참여자)

“보통 학교 다닐 때는 화장을 잘 안 해요. 발표(presentation)할

때 정말 빡세게 꾸미고 와요. 되게 튀는 걸로...” (F 참여자)

“뽀얀 피부가 그래도 사람들한테는 더 눈이 간다고 해야 하나.”

(G 참여자)

(6) ‘멋부리는’ 이미지

참여자의 50%가 언급하였다. 남성 화장은 멋을 낼 수

있는 도구로 옷 잘 입는, 세련된, 패션에 민감한, 댄디한,

앞서가는, 진취적인 등이 이 이미지와 연결되었다. E.

Park(2013)은 유행선도집단에서 남성 색조화장품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화장하는 남성 참여

자도 유행선도집단의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많았다.

“패셔너블하고 트렌디하고 패션에 민감한 사람.” (L 참여자)

“멋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걸 실제로 실험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좀 더 진취적이고 저항적이고 앞서가는...” (C 참여자)

(7) ‘격식있는’ 이미지

참여자의 33%가 ‘격식있는’ 이미지를 언급하였는데,

남성 화장이 결혼식과 같은 큰 행사 때 이루어진다는 점

에서 격식있는 이미지를 떠올렸으며, 준비된, 예의를 보

이는, 품위, 고급스러운, 신사의 이미지와 연결되었다.

“남성들이 화장을 하는 경우는 결혼식장에 간다던지, 결혼을 한

다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던지 그럴 때

화장을 한 번도 안 해본 남자도 화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격식의

의미도 있고 고급스럽다는 의미로 생각해 봤어요. 상대방에게 예

의를 보이는 표현이라는 의미도 있고...” (A 참여자)

“맨날 화장하는 여자만 보다가 화장 안 한 여자를 보면 얘는

왜 화장을 안 하지 나한테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

도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 너를 만나려고 준비했어. 이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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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참여자)

“신사. 이런 젠틀한 느낌의 그런 이미지가 어울릴 것 같아요.”

(C 참여자)

2) 상반된 이미지를 통해 유추한 화장하는 남성의 자

아 이미지

‘화장하는 남성의 상반된 이미지는 무엇인가’를 질문

하여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화장하는 남성의 자아

이미지를 유추하였다.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화장하는 남

자의 자아 이미지는 이상적 자아 이미지와 상당부분 일

치하였다. 헝클어진 머리와 안 깎은 수염, 자다가 일어나

부스스하고 준비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돼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모습은 ‘관리하는’, ‘깔끔한’, ‘격식있는’,

‘돋보이는’ 이미지와 상반되며, 털털하고 안 꾸미는 모습

은 ‘멋부리는’ 이미지와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석, 오달수씨 지저분한 느낌. 항상 헝클어져 있는 머리.

거무튀튀한 피부에 안 깎은 수염. 털 많은 사람도... 텁수룩한 이

미지.” (E 참여자)

“머리가 헝클어지고 수염난, 집에 앉아있는 사람 자다가 일어

나서 부시시할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관리가 안 된... 편안한 이미지 아무렇게나 널부

러져 있는...” (A 참여자)

“털털하고 안 꾸미고 이런 사람.” (K 참여자)

한편 참여자는 화장하는 남성에 대해 ‘여성적’이고 ‘사

회적’이며, ‘젊고’, ‘잘생긴’ 이미지도 가지고 있었다. 마

초적이고 야성적인 운동하는 남자, 히키코모리, 기성세

대, 못생긴 개그맨을 화장하는 남자의 상반된 이미지로

언급하였다. 참여자는 ‘남성적인’ 이미지를 추구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며 이들의 사회적인 특성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자신을 잘 관리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자 모두 젊고 중상(中上) 이상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화장하는 남성의 상반

된 이미지로 묘사한 기성세대와 못생긴 개그맨의 이미

지와 반대되는 것이었다.

“운동하는 남자. 아무래도 되게 남성적인... 헬스장에서 사진

찍고 막 이런 남자는 화장을 절대 안할 것 같고...” (I 참여자)

“수염도 덥수룩하게 기르고 여성성에 반대되는 야성적인 남자

나...” (L 참여자)

“히키코모리. 화장하는 남자는 어쨌거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

하고 사회 속에서 좀 소외감을 느끼기 싫어하는 경운데... 히키코

모리는 사회가 상관없는 사람들. (화장하는 남자들은) 남들과 어

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게 맞는 거 같아요.” (C 참여자)

“아빠. 아빠는 안 하죠. 그 시대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신경

을 안 쓰시니까.” (B 참여자)

“개그맨 박휘순 같은 느낌. 못생긴 남자.” (H 참여자)

‘화장하는 남성’의 상반된 이미지로 ‘자신에 대해 자신

감이 있는 남성’이 언급되었는데, 화장하는 남성의 ‘자

신감 결여’는 이들이 화장을 통해 자신의 결점과 콤플렉

스를 가리고 ‘현재의 자신과 다른 사람이 되는’ 이상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욕망

은 ‘자신과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갈

망이 내재해 있다는 Belk et al.(2003)의 주장과 일치한다.

“자신을 안 꾸미고 그냥 자기 자신의 당당함이 있는... 자기 자

신의 본래의 모습에 자신감이 있는 그런 사람.” (J 참여자)

3. 화장하는 남성의 환상

연구참여자는 현실적으로 외모 콤플렉스와 성격 콤

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에 만족하

지 못하여 현실의 자신과는 다른 이상적인 모습이 되고

자 하였다. 이들은 화장을 통해 ‘현재의 자신과는 전적으

로 다른 새로운 자아’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자크 라캉

에 의하면 욕망은 근본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것이며 욕

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대체물에 불과하고 대체물에 의

해 욕망이 충족되어졌다고 느끼는 상태가 환상이라고

하였는데(Seo, 2011), 이 연구에서 화장하는 남성은 화장

을 통해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고 ‘새로운 자아’가 되었다는 환상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화장을 통해 얻은 자신감은 화장을 지운 후 자

괴감으로 바뀌고 화장을 하지 않으면 남들에게 무시당

하지 않을까 염려되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등 화장

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1) 현실의 자아에 대한 불만

(1) 외모 콤플렉스

연구참여자는 사춘기 시절 피부트러블로 많은 고민

을 하면서 심각한 콤플렉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과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외모 콤플렉스가 심각했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화장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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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적인 콤플렉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K 참여자)

“고등학교 때 너무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자신감이랑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자신감이 원래 있었으면 화장을 안했겠죠.” (H

참여자)

(2) 성격 콤플렉스

연구참여자는 너무 소심한 성격이나 여성스럽고 남

자답지 못한 성격 등으로 인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

다. 여성성이 높을수록 화장품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한 Hong et al.(2007b)의 연구와 일관되게 자신

이 여성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은 화장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와 반대되는 강한 이미지

나 남성다운 이미지를 표현하고 자신감을 얻고자 하였다.

“그냥 성격상 부족한 게 너무 소심하고 이러니까...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감을 찾으려고 화장을 하

는 거니까...” (J 참여자)

“제가 여성스럽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게 저에게는 스트

레스인 거예요.” (C 참여자)

“제가 약간 좀 그런 얘기(남자답다)를 별로 안 들어서... 눈도

처지고 순하다고 들어가지고 저는 그거와 반대되는 거를 원하는

거라서...” (B 참여자)

“본인이 좀 자신감이 없어서 남들한테 드러낼 때 자신감이 없

어서 꾸미려고 (화장을) 한다고 생각해 봤어요.” (K 참여자)

2) ‘새로운 자아’의 탄생

참여자는 화장을 통해 외모 콤플렉스와 성격 콤플렉

스가 있는 현실의 자아와는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자아

가 되고자 하였다. 이들은 화장을 통해 이상적인 모습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환상 가운데 있었다. Lynn and Rhue

(1988)의 연구처럼, 화장은 이들에게 결핍을 보상하기 위

한 혹은 자신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

었다. 화장을 통해 이상적 상황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여기는 만큼 이들에게 화장에 대한 욕구는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1) 본 모습을 감춘 새로운 나

참여자는 화장하고 SNS에서 ‘좋아요’를 받는 자신이

진짜 자신 같다고 했다. 또한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활력 있고 당당해졌다고 하였다.

“저도 하이라이트랑 쉐딩 다 하거든요. 눈에 아이브로우로 살

짝 음영도 주고 그렇게 해서 사진도 찍고 페이스북 같은데 업로

드하면 ‘좋아요’ 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자아 같고...” (F

참여자)

“원래 모습과는 또 다른 이데아라고 해야 하나 또 다른 이미지

를 찾는 거잖아요. 자신의 콤플렉스를 가리는 경향도 있고... 자신

의 본 모습을 감추는 거.” (F 참여자)

“진짜 자신감이 생기긴 생기더라구요. 왜냐하면 감춘 거잖아

요 자기를. 감춘 거니까 당당하고 활력 있고... 좀 더 긍정적인 마

인드를 갖게 돼요.” (D 참여자)

“가장 큰 고민이었던 트러블을 가리기 때문에... 가리면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울긋불긋한 흉터가 있고 가려진다는 점도 있고 다

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좀 더 당당해진 그런

것도 있어요.” (A 참여자)

(2) 외모가 업그레이드된 나

92%의 참여자가 화장 후 외모가 나아졌다고 응답하

였다. 화장 전후로 본인들이 생각해도 많은 차이가 있

고 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하였다.

“외모적으로 괜찮다 이게 아니고 그래도 좀 신경 썼다 이런...

그래도 대우는 받으니까 어디 가서 못생겼단 소린 안 들으니까

...” (H 참여자)

“(화장을) 하기 전이랑 후랑 얘기를 들어보면 후가 훨씬 낫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할 수가 없어요. 여자들의

심리가 이해가고...” (B 참여자)

3) 화장을 통한 자신감 회복과 좌절

대부분의 참여자가 화장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사

회적 관계도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화장은 영구

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을 안했을 때 위축감과 자

괴감을 경험하며 화장에 점점 의존하게 된다고 하였다.

(1) 자신감 회복

83%의 참여자들이 화장을 하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

였다. 참여자들은 화장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였다. 또 실제로 화장

한 후 사회적 관계에서 보다 나은 대우를 받는다고 하였

다. 화장을 하면서 소심했던 성격이 나아져 사회적 관

계가 개선되었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피부가 좋아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거울을 보

면서 자기 만족이면서 남들이 봤을 때 피부가 좋아 보이겠지 하

는... 자신감이 좀 생기죠. 친구를 사귀는 데도 도움이 됐을 거라

고 생각해요.” (I 참여자)

“어쨌든 화장하고 나서부터는 화장하기 전보다 (나를) 좋아하

니까 남자든 여자든...” (H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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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막 소심하고 말도 잘 못하고 먼저 말도 못 걸고 그런 스

타일... 물론 지금도 그런 게 남아있긴 한데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

졌어요. 저는 뭔가 그 때(화장을 시작한) 이후로 좀 더 활발해지

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더 자신감 있어졌고 화장을 했을 때

좀 더 제 생각을 말할 수 있고...” (J 참여자)

(2) 위축감

75%의 참여자가 화장을 안 했을 때는 자신감이 떨어

지고 위축된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이 무시하지 않을까

염려되고 집 밖으로 안 나가며 벌거벗은 느낌이라고 하

였다. 어떤 참여자는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몸에

힘이 없어진다고도 하였다.

“우스갯소리로 어디 가서 음식을 먹다가 컴플레인을 걸 때도

화장을 안 하면 컴플레인을 못 걸겠어요. 아무래도 자신감이... 좀

위축되니까...” (H 참여자)

“제가 화장을 안 하면 자신감이 안 생겨서 집 밖으로 안 나가

요. 마스크를... 집에 열 개씩 쟁여놓고 이렇게 화장을 못하는 경

우는 마스크를 쓰고 가요.” (E 참여자)

“안 하고 가면 벌거벗은 느낌? 웬만하면 사람 만나러갈 때는

다해요.” (B 참여자)

“학교에... 너무 늦게 일어나 모자 쓰고 렌즈를 끼는 데 안경만

쓰고 오면 사람들을 못 쳐다보겠어요. 그냥 이러고만 다니고 몸에

힘도 없고...” (J 참여자)

(3) 자괴감

화장이 영구히 자신의 모습을 바꿔줄 수 없기 때문에

화장으로 얻은 자신감은 화장을 지운 후 자괴감으로 변

한다고 응답하였다. 화장한 모습과 다른 현실의 자신이

낯설어 이 모습이 내 모습이 맞는지 생각한다고 하였다.

“화장을 벗었을 때 자괴감 같은 거. 자신의 거울을 보면서 비

춰보고 있잖아요. 이게 내 모습이 맞는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F 참여자)

“화장을 지우면 나 아니다. 화장을 한 게 나다.” (D 참여자)

(4) 의존감

화장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 화장을 하지 않았

을 때 심한 위축을 경험한 참여자는 화장에 의존하게 된

다고 하였다. 시간이 없더라도 급하게 화장을 해야 하고

심지어는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라도 화장을 해야 마음

이 편하다고 하였다. 특히 낯선 사람이나 공간에서는 화

장에 더 의존하게 된다고 하였다.

“사람 만날 때 정말 급하게라도 하고 그런 걸 느낄 때 좀 화장

에 의존한다는 걸 느끼죠.” (F 참여자)

“진짜 처음 가는 곳에 그냥 얼굴로는 못가겠어요. 그래서 자취

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슈퍼 앞에 가는데도 한 시간 준비하고 그

랬거든요.” (J 참여자)

“바르는 것도 중독이라고 해야 하나.” (L 참여자)

4. 화장하는 남성의 공유개념도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한 공유개념도는 <Fig. 1>과 같

다. 화장하는 남성의 욕망을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자아와 환상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 연구목적을 달성하

고자 화장하는 남성의 이상적 이미지와 환상을 포함한

‘화장한 후의 나’가 중심이 되도록 공유개념도를 완성

하였다. 또한 화장하는 남성 욕망의 근원과 관련된 ‘화

장하기 전의 나’와 화장을 통한 욕망의 충족이 불완전

함을 의미하는 ‘화장을 지운 나’를 ‘화장한 후의 나’ 앞과

뒤에 추가하여 연구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화장에

대한 욕망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었다.

화장하기 전, 참여자들은 피부트러블이 심했고, 또한

소심하고 여성적인 성격으로 인한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들은 특정 계기로 화장을 시작하게 되면서 ‘관

리하는’, ‘자신과 다른’, ‘남성적인’, ‘깔끔한’, ‘돋보이는’,

‘멋부리는’, ‘격식있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자신의 외

모에 만족하게 되어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새로운 자기

가 되었다. 그러나 화장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을 지운 자신의 모습에 위축되고 자괴감을 가지며

화장에 더욱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V. 결 론

이 연구는 Zaltman의 은유유도기법을 사용하여 화장

하는 남성들의 이상적 자아와 환상을 탐색하고자 하였

다. 화장하는 남성의 일반적 현황을 알아보고 화장하는

남성과 관련된 이미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화장하는 남성의 이상적 자

아와 환상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들이 화장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피부트러블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BB크림을 바르는 피부화장

부터 틴트, 마스카라나 아이섀도로 입술화장과 눈화장을

하는 정도까지 다양하였으며 화장으로 인해 주변의 부

정적인 편견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화장하는

남성의 이상적 자아는 ‘관리하는’, ‘자신과 다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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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깔끔한’, ‘돋보이는’, ‘멋부리는’, ‘격식있는’ 이미

지로 나타났다. 이상적 자아를 통해 본 화장하는 남성은

자신의 미적 가치에 큰 비중을 두고 자신의 외모를 가꾸

는 데 열심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현실적인 모습과는 다

른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화장을 통해 자

신을 잘 관리하고 멋있게 꾸며서 깔끔하면서 격식있고

그리하여 돋보이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추구하

는 이상적인 모습은 메트로섹슈얼한 이미지가 아닌 남

성다운 모습이었다. 셋째, 화장하는 남성은 화장을 통해

현실의 자신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환상 가

운데 있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는 외모 콤플렉스와 성

격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현실에 불만족하

였다. 이들에게 이상적인 모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화장인데, 화장을 통해 이들은 외모에 대한 만족이

커졌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화장을 지웠을

때 이러한 자신감은 자괴감으로 바뀌고 심리적으로 위축

되었다. 자신감과 위축감 간의 괴리로 인해 이들은 화장

에 더욱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넷째, 화장하는 남성은

화장을 통해 ‘관리하는’, ‘자신과 다른’, ‘남성적인’, ‘깔

끔한’, ‘돋보이는’, ‘멋부리는’, ‘격식있는’ 이미지의 자신

감 있는 그러나 화장에 의존하는 ‘새로운 자아’를 공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화장하는 남성들의 7가지 이상적 자아 이미

지를 밝혔고 또한 이들이 화장으로서 이상적 자아에 도

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인 성과가 예상될 뿐

만 아니라 남성 화장품 시장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구체

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화장하는 남

성이 주목 받기 시작하면서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그동안의 연구는 ‘남성의 화장품 구매행동’ 중심으로 진

행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 연구는 ‘화장하는 남성의 소

비욕망’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는 점에서 ‘화장하는 남성’이라는 새로운 소비자 집단에

관한 지식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화장

하는 남성들의 이상적 자아와 환상을 밝힌 이 연구의 결

과는 남성 화장품 소비자에게 꿈과 이상을 전달하는 광

고를 제작하고 점포설비를 개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품개발과 화장품

용기 디자인 등 남성 화장품 마케팅 전략에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상품이 이상적 자

아와 현실적 자아의 간격을 메워주는 대안이 되기 위해

서는 ‘이상적 상황에 대한 욕망’과 이 상황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희망’ 둘 다가 필요한데, 화장하는 남

성들의 이상적 자아와 화장을 통해 이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밝힌 이 연구의 결과는 남성 화장품

시장의 확대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게 하며 기업들로 하

여금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

이다.

이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이 연구는 20대 대학생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

였는데 앞으로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으로 구분하여

연령과 직업군에 따른 남성 화장품 소비욕망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ZMET 심층인터뷰를 이용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이루어

졌는데 앞으로 양적 연구를 사용하여 이 연구의 결과를

검증하는 새로운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모조 명

품 구매자의 소비욕망’ 등 소비행동의 설명변수로서 그

잠재적인 영향력이 큰 ‘소비자 욕망’에 관해 다양한 소

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새로운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넷

째, ZMET를 이용한 심층면접법은 의류학 분야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ZMET 심층면접법은 앞으로 다

양한 소비자 집단,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

되어 소비행동 이면에 있는 잠재욕망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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